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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sump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according to age 
group. We surveyed 300 subjects with quota sampling aged 10 to 50 and over. The rate of consump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by users was substantial (52.7%). Consumers of health functional foods showed higher 
scores for interest in health (3.97 vs 3.49, P＜0.001) and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3.79 vs 3.30, 
P＜0.001) than non-consumers of health functional foods. Regarding consumers of health functional foods, the 
number (P＜0.01) and types (P＜0.05) of health functional foods, reasons for taking (P＜0.05), motivations 
for buying (P＜0.05), periods of taking (P＜0.001), cost per month (P＜0.01), observance of instruction (P＜ 

0.01), and effectiveness (P＜0.01)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group. For non-consumers of 
health functional foods, reasons for not-taking (P＜0.01) and types of health functional foods to be planned 
(P＜0.001)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ge group. For consumers and non-consumers, problems (P＜0.01) and 
improvements (P＜0.001) for health functional foo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group. 
The majority of subjects (85.4%) answered that heath functional foods had no side-effects. Reported side ef-
fects were inappetence (6.6%), constipation (2.6%), and headache (2.0%). In conclusion, differentiated strat-
egies and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age group might be needed for promoting adequate 
consumption and preventing side-effects of health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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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식품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식품을 영양소 섭취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

식하는 변화가 생겼고, 더 나아가 식품 내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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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뿐만 아니

라 현재 건강상태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하게 되

었다(Kim 등 2007). 그러나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달

리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식사만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

로 현대인들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족한 영양소 

및 기능성 영양소를 섭취하려는 요구가 증가되었으

며,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발맞추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점차 확대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 2조 5천억원 규모로 추정

되며 해마다 10∼15%로 증가되어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다(Mun 2009).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

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0). 우리나

라의 경우, 2002년 전까지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불리

며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다가 2002년 8월에 건

강기능식품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되었다. 현재 건강

기능식품은 식약청의 사전 인정절차 없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과 식약청의 사

전 인정을 받아야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개별인정

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0). 우리나라 건강기

능식품 섭취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

인의 58.9%가 건강기능 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Kim 등 2010b), 노인의 경우 40.8%(Kim & Kim 
2009), 대학생은 33.6%(Kim 2010), 청소년은 47.8% 
(Kim 등 2005), 초등학생의 경우도 45.9%(Kim 등 

2010a)가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모든 연령

대에서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

하면 최근 1년 이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복용하는 경험자가 2005년 25.8%에서 2008
년 34.1%로 크게 증가되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인체에 유익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건강기능

식품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대

두되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비타민, 무기질 

등 특정 영양소를 과다 섭취하여 영양소 불균형 문

제가 발생될 수 있고,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구입으

로 인해 일반 식품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이 상대적

으로 감소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할 

경우 식사를 통한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오히려 저

하될 수도 있다. 또한 제시한 섭취량 기준보다 과다

하게 섭취하여 부작용 등 건강상의 위해가 초래되

기도 한다(Koo & Park 2000; Rhee 등 2001). 일부 

연구 보고에 의하면 소비자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

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나 지식이 없이 주변인의 권

유나 광고에 의해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성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Koo & 
Park 2001; Kim 2010),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부

작용 및 영양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을 적절히 선택하여 올바로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

이 이루어져 왔으나 건강기능식품의 정의가 모호하

고 조사 지역, 시기, 대상자 특성이 다른 연구방법

의 차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섭취율 등 연구 결과

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연구의 대부분

이 주로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Koo 
& Park 2000; Song & Oh 2000; Rhee 등 2001; Kim 
등 2002; Yoo 등 2002; Kim & Kim 2008; Lee 2008; 
Kim & Kim 2009; Kim 등 2010b). 일부 연구의 경우 

다른 연령층인 초등학생(Kim 등 2010a), 청소년기

(Kim 등 2005), 대학생(Kim 2010) 등을 대상으로 건

강기능식품 섭취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연구를 시도

하였으나 연구마다 조사 방법 및 시기가 상이하여 

연구 결과를 대상자 연령대별로 비교 평가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대

상자에게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연령대별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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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0대에서 50대 이상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건

강기능식품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양상을 비

교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

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유도하는 영양교육 프로

그램 마련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강원지역의 10∼50대 이

상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에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할당표본추출법을 이용

하여 성별(남, 여)에 따라 각 150명씩 배분하였고 다

시 연령대별(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총 10개 집단이 구성되었으며, 
집단별 30명씩 배분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란 용어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였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0). 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및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경험 여부(있음, 없음), 건

강기능식품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명목척도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스스로 생각하

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을 Likert형 5점 

척도(1=매우 낮음, 5=매우 높음)로 조사하였다. 건강

기능식품 섭취 경험자를 대상으로 섭취한 건강기능

식품 종류 및 가짓수, 섭취 이유, 구입 동기, 월 평

균 구입비용, 섭취 기간, 부작용에 대해 명목형 척

도로 조사하였고,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섭취량과 횟

수의 준수,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성에 대해 Likert형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

정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는 섭취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섭취할 경우 희망하

는 건강기능식품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자료처리 방법

통계분석은 SPSS ver. 17.0을 이용하였다. 자료 유

형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혹은 빈도, 백분율을 산

출하였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2군 간의 차

이 분석은 t-test를, 3군 이상의 차이 분석은 ANOVA
를 실시하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때 SNK 다중비

교법을 이용하여 집단별 차이를 사후검정하였다.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명목변수인 경우 χ2-test를 

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을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자(이
하 섭취자)와 섭취 무경험자(이하 비섭취자)로 구

분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총 300명 대상자 중 

건강기능식품 섭취자 비율은 52.7%이었으며, 남자

의 48.7%, 여자의 56.8%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

였고 건강기능식품 섭취자와 비섭취자 간의 성별

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10대는 50.0%가 건강

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대는 

41.7%로 다소 낮아졌으나 30대부터 연령대가 증가

할수록 건강기능식품 섭취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전체 대상

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 3.74로 약간 높은 

정도였고 건강기능식품 섭취자(3.97)가 비섭취자

(3.49)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01).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

한 지식 수준(이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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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nsumer Non-
consumer Total χ

2-value

Gender1) Male  73 (48.7)  77 (51.3) 150 (100.0) 1.925

Female  85 (56.8)  65 (43.3) 150 (100.0)

Age1) 
 (year) 

10  30 (50.0)  30 (50.0)  60 (100.0) 5.429

20  25 (41.7)  35 (58.3)  60 (100.0)

30  32 (53.3)  28 (46.7)  60 (100.0)

40  34 (56.7)  26 (43.3)  60 (100.0)

50 and
 over  37 (61.7)  23 (38.3)  60 (100.0)

Interest in health2) 3.97±0.72 3.49±0.92 3.74±0.85 −5.0233)***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2) 3.79±0.76 3.30±0.85 3.56±0.84 −5.2153)***

Total 158 (52.7) 142 (47.3) 300 (100.0) −
1) N (%)
2) Mean±SD, Likert-type 5 point scale: 1=very low, 5=very high
3) t-value
***P＜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for consumers and non-con-
sumers of health functional foods.

Variables Frequency1)
Types2)

Vitamins Minerals Immune 
enhancing Hormones For weight 

control

Gender

Male 2.38±1.16  51 (69.9) 21 (28.8) 28 (38.4) 11 (15.1)  4 ( 5.5)

Female 2.38±1.13  61 (71.8) 29 (34.1) 32 (37.6) 13 (15.3) 12 (14.1)

χ
2-value 0.0143) 0.069 0.520 0.008 0.002 3.220

Age (year)

10 2.13±0.86a  17 (56.7)  3 (10.0) 10 (33.3)  0 ( 0.0)  6 (20.0)

20 2.28±1.06a  20 (80.0)  4 (16.0)  4 (16.0)  0 ( 0.0)  0 ( 0.0)

30 3.09±1.15b  30 (93.8) 26 (81.3) 19 (59.4) 12 (37.5)  4 (12.5)

40 2.21±1.30a  25 (73.5)  8 (23.5) 13 (38.2)  4 (11.8)  2 ( 5.9)

50 and over 2.19±1.04a  20 (54.1)  9 (24.3) 14 (37.8) 24 (15.2)  4 (10.8)

χ
2-value 4.3014)** 17.246** 47.680*** 11.623* 23.712*** 6.920

Interest in health

High 2.51±1.20  86 (69.9) 45 (36.6) 52 (42.3) 20 (16.3) 15 (12.2)

Below average 1.94±0.77  26 (74.3)  5 (14.3)  8 (22.9)  4 (11.4)  1 ( 2.9)

χ
2-value 3.3473)** 0.252 6.264* 4.362* 0.494 2.611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2.48±1.18  84 (71.2) 46 (39.0) 47 (39.8) 21 (17.8) 13 (11.0)

Below average 2.08±0.96  28 (70.0)  4 (10.0) 13 (32.5)  3 ( 7.5)  3 ( 7.5)

χ
2-value 2.1623)* 0.020 11.601** 0.682 2.459 0.406

Total 2.38±1.14 112 (70.9) 50 (31.6) 60 (38.0) 24 (15.2) 16 (10.1)
1) Mean±SD
2) Multiple choice, N (%), Percentage wa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no. of relevant subjects among 158 consumers described in Table 1
3) t-value
4) F-value
*P＜0.05, **P＜0.01, ***P＜0.001
ab SNK multiple comparison

Table 2. Frequency and types of taking health functional foods for consumers.

준)은 평균 3.56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며 섭취자

(3.79)가 비섭취자(3.30)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

를 보였다(P＜0.001).

2. 건강기능식품 섭취자의 이용 실태

1) 건강기능식품 이용 제품의 종류 

건강기능식품 섭취자 158명을 대상으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짓수 및 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섭취해 본 건강기능

식품의 가짓수는 평균 2.38이었으며, 연령,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경우 평균 

3.09가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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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asons

Maintaining 
good health 

Disease
prevention

Nutrition 
promotion

Overcoming 
fatigue χ2-value

Gender
Male 26 (37.1)1)  9 (12.9) 18 (25.7) 17 (24.3) 7.373

Female 17 (21.5) 12 (15.2) 35 (44.3) 15 (19.0)

Age (year) 

10  6 (24.0)  4 (16.0)  7 (28.0)  8 (32.0) 23.970*

20  5 (21.7)  1 ( 4.3) 14 (60.9)  3 (13.0)

30 13 (40.6)  5 (15.6) 12 (37.5)  2 ( 6.3)

40 12 (36.4)  4 (12.1) 12 (36.4)  5 (15.2)

50 and over  7 (19.4)  7 (19.4)  8 (22.2) 14 (38.9)

Interest in health
High 38 (32.8) 19 (16.4) 38 (32.8) 21 (18.1) 8.640*

Below average  5 (15.2)  2 ( 6.1) 15 (45.5) 11 (33.3)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37 (32.5) 15 (13.2) 39 (34.2) 23 (20.2) 3.112

Below average  6 (17.1)  6 (17.1) 14 (40.0)  9 (25.7)

Total2) 43 (28.9) 21 (14.1) 53 (35.6) 32 (21.5) −
1) N (%)
2) Due to missing data, the sum of number of case may not equal to the total
*P＜0.05

Table 3. Reasons for taking health functional foods for consumer.

류를 섭취하고 있었고(P＜0.01),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상자(2.51)는 높지 않은 대상자(1.94)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종류를 섭취하고 있었다(P＜0.01).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2.48) 높지 않은 대상자(2.08)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

은 종류를 섭취하였다(P＜0.05).
건강기능식품 섭취자 158명을 대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를 복수응답 가능하도록 조사

한 결과, 비타민류(112건, 70.9%), 면역증강식품(60건, 
38.0%), 무기질류(50건, 31.6%), 호르몬관련식품(24건, 
15.2%), 체중조절식품(16건, 10.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종류에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별로는 유의적 차이가 있

었다. 비타민류의 경우 30대(93.8%), 20대(80.0%), 40
대(73.5%) 순으로 이용 비율이 높았고(P＜0.01), 무기

질은 30대(81.3%)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

았으며(P＜0.001), 면역증강식품의 경우 30대(59.4%), 
40대(38.2%), 50대(37.8%), 10대(33.3%)가 많이 섭취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호르몬관련식품은 

30대(37.5%) 이후 연령대에서 이용하였으며 10대와 

20대는 섭취하지 않았다(P＜0.001). 체중조절 식품의 

경우 연령대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관심이 높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무기질류(36.6%, 14.3%), 면역증강식품류(42.3%, 22.9%)
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건강기

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39.0%) 높지 

않은 대상자(10.0%)에 비해 무기질류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2)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대상자에게 건강기능식

품을 섭취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3), 
영양보충(35.6%), 건강유지(28.9%), 피로회복(21.5%), 
질병예방(1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이유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P＜0.05) 성별, 건
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피로회복(32%, 38.9%)이 주된 이유였으나, 20
대는 영양보충(60.9%), 30대는 건강유지(40.6%),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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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tivations1)

By myself By acquaintance By specialist By advertising By salesman

Gender

Male 31 (42.5)2) 35 (47.9)  2 ( 2.7) 13 (17.8) 4 ( 5.5)

Female 39 (45.9) 40 (47.1)  5 ( 5.9)  5 ( 5.9) 4 ( 4.7)

χ
2-value 0.186 0.012 0.916 5.533* 0.049

Age (year)

10  9 (30.0) 20 (66.7)  0 ( 0.0)  3 (10.0) 0 ( 0.0)

20 13 (52.0) 12 (48.0)  3 (12.0)  1 ( 4.0) 1 ( 4.0)

30 20 (62.5) 11 (34.4)  0 ( 0.0)  1 ( 3.1) 0 ( 0.0)

40 11 (32.4) 17 (50.0)  3 ( 8.8)  2 ( 5.9) 1 ( 2.9)

50 and over 17 (45.9) 15 (40.5)  1 ( 2.7) 11 (29.7) 6 (16.2)

χ
2-value 9.390 7.437 8.068 16.925** 13.258*

Interest in health

High 63 (51.2) 50 (40.7)  7 ( 5.7) 13 (10.6) 5 ( 4.1)

Below average  7 (20.0) 25 (71.4)  0 ( 0.0)  5 (14.3) 3 ( 8.6)

χ
2-value 10.762** 10.351** 2.084 0.373 1.151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59 (50.0) 49 (41.5)  6 ( 5.1) 12 (10.2) 6 ( 5.1)

Below average 11 (27.5) 26 (65.0)  1 ( 2.5)  6 (15.0) 2 ( 5.0)

χ
2-value 6.129* 6.602* 0.471 0.691 0.000

Total 70 (44.3) 75 (47.5)  7 ( 4.4) 18 (11.4) 8 ( 5.1)
1) Multiple choice, Percentage wa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no. of relevant subjects among 158 consumers described in Table 1 
2) N (%)
*P＜0.05, **P＜0.01

Table 4. Motivations for buying health functional foods for consumer.

는 영양보충(36.4%)과 건강유지(36.4%)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건

강유지(32.8%)와 영양보충(32.8%)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주된 이유인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

은 경우에는 영양보충(45.5%)과 피로회복(33.3%)이 

주된 이유였다.

3) 건강기능식품 구입 동기

건강기능식품 섭취자 158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하는 동기에 대해 복수응답하도록 한 

결과, 지인에 의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자

신 스스로가 결정하여 구입하는 경우(44.3%)가 다음

으로 많았으며 광고(11.4%), 판매원(5.1%), 전문가

(4.4%)를 통해 구입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Table 4). 성별에 따라서는 광고에 의해 건강기능식

품을 구입하는 남자의 비율(17.8%)이 여자(5.9%)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연령대별로는 50

대 이상이 광고(P＜0.01)와 판매원(P＜0.05)에 의해 

구입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

(51.2%)은 그렇지 않은 사람(20.0%)에 비해 자기 스

스로 구입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P＜0.01)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은 사람(71.4%)은 관심이 높

은 사람(40.7%)에 비해 지인의 권유로 인한 구입 비

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자기 스

스로 구입하는 경우는 지식 수준이 높은 대상자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50.0%, P＜0.05), 지인에 

의해 구입하는 경우는 지식 수준이 낮은 대상자 비

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65.0%, P＜0.05).

4) 건강기능식품 섭취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1
년 미만이 37.3%, 6개월 미만이 32.3%, 1년 이상이 



196 | 건강기능식품 이용 실태

Variables
Period

＜6 months 6 months≤ & ＜1 year 1 year≤ χ
2-value

Gender
Male  22 (30.1)1) 27 (37.0) 24 (32.9)  0.476

Female 29 (34.1) 32 (37.6) 24 (28.2)

Age (year)

10 16 (53.3)  6 (20.0)  8 (26.7) 35.217***

20 14 (56.0)  7 (28.0)  4 (16.0)

30  7 (21.9) 21 (65.6)  4 (12.5)

40  6 (17.6) 10 (29.4) 18 (52.9)

50 and over  8 (21.6) 15 (40.5) 14 (37.8)

Interest in health
High 37 (30.1) 48 (39.0) 38 (30.9)  1.300

Below average 14 (40.0) 11 (31.4) 10 (28.6)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34 (28.8) 49 (41.5) 35 (29.7)  3.998

Below average 17 (42.5) 10 (25.0) 13 (32.5)

Total 51 (32.3) 59 (37.3) 48 (30.4) −
1) N (%)
***P＜0.001

Table 5. Periods of taking health functional foods for consumer.

Variables
Cost per month

＜￦50,000 ￦50,000≤ & 
＜￦100,000 ￦100,000≤ χ2-value

Gender
Male 23 (31.5)1) 22 (30.1) 28 (38.4) 8.809*

Female 32 (37.6) 38 (44.7) 15 (17.6)

Age (year) 

10 13 (43.3) 12 (40.0)  5 (16.7) 23.215**

20 16 (64.0)  5 (20.0)  4 (16.0)

30  4 (12.5) 19 (59.4)  9 (28.1)

40 12 (35.3) 12 (35.3) 10 (29.4)

50 and over 10 (27.0) 12 (32.4) 15 (40.5)

Interest in health
High 40 (32.5) 47 (38.2) 36 (29.3) 1.705

Below average 15 (42.9) 13 (37.1)  7 (20.0)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35 (29.7) 48 (40.7) 35 (29.7) 5.472

Below average 20 (50.0) 12 (30.0)  8 (20.0)

Total 55 (34.8) 60 (38.0) 43 (27.2) −
1) N (%)
*P＜0.05, **P＜0.01

Table 6. Cost per month for health functional foods for consumer.

30.4%였다(Table 5). 성별,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

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 분

석한 결과, 10대와 20대는 섭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53.3%, 56.0%), 30대는 6개월 이

상∼1년 미만(65.6%), 40대는 1년 이상(52.9%) 섭취

한 경우가 많았으며 50대 이상은 6개월 이상∼1년 

미만 40.5%, 1년 이상 37.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섭취 기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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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bservance 
of instruction Effectiveness1)

Gender

Male 3.68±0.92 3.63±0.70

Female 3.67±0.90 3.60±0.68

t-value −0.067 −0.275

Age (year)

10 3.38±0.90a 3.47±0.73ab

20 3.46±1.06a 3.32±0.63a

30 4.09±0.73b 3.78±0.55b

40 3.97±0.83b 3.88±0.69b

50 and over 3.40±0.81a 3.54±0.69ab

F-value 5.003** 3.623**

Interest in health

High 3.76±0.94 3.71±0.64

Below average 3.36±0.70 3.29±0.75

t-value −2.258* −3.319**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3.80±0.90 3.69±0.66

Below average 3.31±0.83 3.40±0.71

t-value −3.006** −2.321*

Total 3.68±0.91 3.61±0.68
1) Mean±SD, Likert-type 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P＜0.05, **P＜0.01
ab SNK multiple comparison

Table 7. Observance of instructions and effectiveness of tak-
ing health functional foods for consumer.

Figure 1. Side-effects of taking health functional foods.

5)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한 월 지출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6),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38.0%, 5만원 미만 34.8%, 10만원 이상 27.2%였다. 
남자는 건강기능식품 월 구입 비용이 10만원 이상

인 경우가 38.4%인 반면 여자는 5만원 이상∼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4.7%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지

출 비용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연령대별로

는 10대와 20대는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43.3%, 
64.0%), 30대는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9.4%), 50대 이상인 경우 10만원 이

상이 가장 많아(40.5%)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은 

연령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 하지만 건

강에 대한 관심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

에 따라서는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의 유의적 차

이가 없었다.

6)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기준 준수 및 효과성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제품에서 제시하는 권

장량 및 횟수 등 섭취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와 섭

취 후 효과에 대해 Likert형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Table 7). 섭취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는 평균 3.68로 

양호하였고 섭취효과에 대해서도 평균 3.61로 긍정

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섭취기준을 준수하는 정도 

및 섭취효과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

으나 연령대별,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섭

취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는 연령대별로 30대(4.09)와 

40대(3.97)가 10대(3.38), 20대(3.46), 50대 이상(3.40)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3.76, P＜0.05),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

식 수준이 높은 경우(3.80, P＜0.01)에 준수도가 높았

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효과성에 대해서는 30대
(3.78)와 40대(3.88)가 20대(3.32)에 비해 섭취효과에 

대해 긍정적이었고(P＜0.01),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

고(3.71, P＜0.01),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3.69, P＜0.05) 섭취가 효과적인 것으로 응

답하였다.

7)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경험한 부작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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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asons

No health 
problem

Unnecessa-
riness High price Distrust of health 

functional foods χ
2-value

Gender
Male 26 (36.1)1) 25 (34.7) 10 (13.9) 11 (15.3) 0.758

Female 17 (29.8) 20 (35.1)  9 (15.8) 11 (19.3)

Age (year)

10 13 (50.0)  8 (30.8)  3 (11.5)  2 ( 7.7) 26.508**

20 11 (33.3) 16 (48.5)  2 ( 6.1)  4 (12.1)

30 11 (40.7)  7 (25.9)  7 (25.9)  2 ( 7.4)

40  4 (19.0)  9 (42.9)  1 ( 4.8)  7 (33.3)

50 and over  4 (18.2)  5 (22.7)  6 (27.3)  7 (31.8)

Interest in health
High 28 (40.0) 25 (35.7)  9 (12.9)  8 (11.4) 5.275

Below average 15 (25.4) 20 (33.9) 10 (16.9) 14 (23.7)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22 (37.3) 23 (39.0)  7 (11.9)  7 (11.9) 3.583

Below average 20 (29.0) 22 (31.9) 12 (17.4) 15 (21.7)

Total2) 43 (33.3) 45 (34.9) 19 (14.7) 22 (17.1) −
1) N (%)
2) Due to missing data, the sum of number of case may not equal to the total
**P＜0.01

Table 8. Reasons for not-taking health functional foods for non-consumer.

조사한 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섭취한 대상자 

중 대부분(85.4%)은 부작용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

며 부작용을 경험한 22명 중 식욕부진이 10명(6.6%)
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작용으로 변비(2.6%), 두

통(2.0%), 설사(1.3%), 빈혈(0.7%) 발열(0.7%), 떨림

(0.7%)이 있었다. 

3. 건강기능식품 비섭취자의 실태

1) 건강기능식품 미섭취 이유

건강기능식품 미섭취자에 대해 섭취하지 않는 이

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34.9%) 건강문제를 느끼지 못해서

(33.3%)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

고 건강기능식품을 불신하거나(17.1%) 가격이 비싸

다(14.7%)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성별,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른 건강

기능식품 미섭취 이유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10
∼30대의 대상자는 건강문제를 느끼지 못하거나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40대, 
50대 대상자의 경우 10∼30대에 비해 건강기능성 식

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2) 향후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 종류

건강기능식품 미섭취자를 대상으로 향후 섭취하

기를 원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비타민류(35.3%)와 면역증강식품

(27.9%)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건강기능

식품 섭취자를 대상으로 이용 제품을 조사한 Table 2
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남자는 면역증강식품(37.3%)
과 비타민류(34.7%)를, 여성은 비타민류(36.1%)와 무

기질류(21.3%)를 선호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

를 보였다(P＜0.05). 10대와 20대는 비타민류(43.3%, 
44.1%) 섭취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30대는 면

역증강식품(48.1%), 40대는 무기질류(50.0%)에 대한 

비율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5가지 종류에서 고른 

응답률을 보여 연령대별로 섭취하길 원하는 건강기

능식품 종류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건
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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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ypes

Vitamins Minerals Immune
enhancing Hormones For weight 

control χ2-value

Gender
Male 26 (34.7)1)  8 (10.7) 28 (37.3) 3 ( 4.0) 10 (13.3) 9.712*

Female 22 (36.1) 13 (21.3) 10 (16.4) 6 ( 9.8) 10 (16.4)

Age (year)

10 13 (43.3)  1 ( 3.3)  8 (26.7) 2 ( 6.7)  6 (20.0) 44.895***

20 15 (44.1)  2 ( 5.9)  7 (20.6) 2 ( 5.9)  8 (23.5)

30 10 (37.0)  3 (11.1) 13 (48.1) 1 ( 3.7)  0 ( 0.0)

40  6 (25.0) 12 (50.0)  4 (16.7) 1 ( 4.2)  1 ( 4.2)

50 and over  4 (19.0)  3 (14.3)  6 (28.6) 3 (14.3)  5 (23.8)

Interest in health
High 28 (36.8) 11 (14.5) 24 (31.6) 4 ( 5.3)  9 (11.8) 2.476

Below averag 20 (33.3) 10 (16.7) 14 (23.3) 5 ( 8.3) 11 (18.3)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21 (35.0) 10 (16.7) 21 (35.0) 3 ( 5.0)  5 ( 8.3) 5.401

Below average 26 (34.7) 11 (14.7) 17 (22.7) 6 ( 8.0) 15 (20.0)

Total2) 48 (35.3) 21 (15.4) 38 (27.9) 9 ( 6.6) 20 (14.7) −
1) N (%)
2) Due to missing data, the sum of number of case may not equal to the total
*P＜0.05, ***P＜0.001

Table 9. Types of taking health functional foods to be planned for non-consumer.

Variables

Problems

False/dazzling 
advertising High price

Absence of 
information & 

nutrition education

Lack of product & 
vendor credit χ2-value

Gender
Male  51 (34.9)1) 55 (37.7) 21 (14.4) 19 (13.0) 11.114*

Female  74 (54.0) 33 (24.1) 14 (10.2) 16 (11.7)

Age (year)

10  20 (39.2) 18 (35.3) 10 (19.6)  3 ( 5.9) 30.041**

20  34 (58.6) 15 (25.9)  4 ( 6.9)  5 ( 8.6)

30  22 (36.7) 25 (41.7)  3 ( 5.0) 10 (16.7)

40  33 (56.9)  8 (13.8)  9 (15.5)  8 (13.8)

50 and over  16 (28.6) 22 (39.3)  9 (16.1)  9 (16.1)

Interest in health
High  86 (45.7) 57 (30.3) 18 ( 9.6) 27 (14.4) 5.756

Below average  39 (41.1) 31 (32.6) 17 (17.9)  8 ( 8.4)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69 (40.1) 53 (30.8) 26 (15.1) 24 (14.0) 5.213

Below average  56 (50.5) 35 (31.5)  9 ( 8.1) 11 ( 9.9)

Experience of using health 
functional foods

User  64 (44.1) 42 (29.0) 23 (15.9) 16 (11.0) 3.797

Nonuser  61 (44.2) 46 (33.3) 12 ( 8.7) 19 (13.8)

Total2) 125 (44.2) 88 (31.1) 35 (12.4) 35 (12.4) −
1) N (%)
2) Due to missing data, the sum of number of case may not equal to the total
*P＜0.05, **P＜0.01

Table 10. Problems of health functional foods for consumer and non-consum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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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mprovement

Strict certification 
process

Sales by only 
specialist with license

Return & refund 
guarantee

Detailed instruction 
& warning labels χ

2-value

Gender
Male  70 (48.3)1) 40 (27.6) 17 (11.7) 18 (12.4) 2.377

Female  71 (52.2) 27 (19.9) 18 (13.2) 20 (14.7)

Age (year)

10  24 (49.0)  7 (14.3)  7 (14.3) 11 (22.4) 50.999***

20  28 (49.1) 10 (17.5)  9 (15.8) 10 (17.5)

30  27 (45.0) 27 (45.0)  2 ( 3.3)  4 ( 6.7)

40  44 (75.9)  8 (13.8)  4 ( 6.9)  2 ( 3.4)

50 and over  18 (31.6) 15 (26.3) 13 (22.8) 11 (19.3)

Interest in health
High  96 (50.5) 46 (24.2) 23 (12.1) 25 (13.2) 0.163

Below average  45 (49.5) 21 (23.1) 12 (13.2) 13 (14.3)

Knowledge of health 
functional foods

High  86 (50.0) 46 (26.7) 20 (11.6) 20 (11.6) 2.989

Below average  55 (50.5) 21 (19.3) 15 (13.8) 18 (16.5)

Experience of using health 
functional foods

Yes  72 (49.3) 37 (25.3) 21 (14.4) 16 (11.0) 2.716

No  69 (51.1) 30 (22.2) 14 (10.4) 22 (16.3)

Total2) 141 (50.2) 67 (23.8) 35 (12.5) 38 (13.5) −
1) N (%)
2) Due to missing data, the sum of number of case may not equal to the total
***P＜0.001

Table 11. Things needed to improve for health functional foods for consumer and non-consumer.

따라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4.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

1)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

건강기능식품 섭취자와 비섭취자 모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다(Table 10).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은 허위/과대 광고(44.2%), 비
싼 가격(31.1%), 정보 및 영양교육의 부재(12.4%), 상
품판매업체의 신뢰성 부족(12.4%) 순으로 분석되었

다. 성별(P＜0.05), 연령대별(P＜0.01)로 건강기능식품 

문제점 종류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 건강식

품 이용경험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여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54.0%) 남자는 비싼 

가격을 문제점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37.7%). 
연령대별로는 10대, 20대, 40대는 허위/과대광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9.2%, 58.6%, 56.9%로 가장 높

았고 30대, 50대 이상은 비싼 가격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각각 41.7%, 39.3%로 높았다. 30대 이후에서는 

상품 및 판매업체의 신뢰성에도 10% 이상 응답하였

으나 10대, 20대의 경우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여 

연령대별로 문제점을 인식하는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2) 건강기능식품의 개선점

모든 대상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개선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11), 엄격한 인증절차(50.2%), 전

문가에 한한 판매허용(23.8%), 자세한 안내문과 경고

문 제시(13.5%), 반품과 환불 보장(12.5%) 순이었다. 
성별,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 건강식품 이용경험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나 연령대별로는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0.001). 모든 연령대에서 엄격한 인증절차를 주된 

개선사항으로 응답한 가운데 특히 40대는 75.9%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0대는 전문자격자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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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허용에 대해 엄격한 인증절차와 동일한 응답

률(45.0%)을 보였으며 1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자

세한 안내문과 경고문 제시에 대한 응답률이 22.4%
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 찰

본 연구 결과, 10∼50대 이상 전체 대상자에서 건

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섭취한 경험이 있는 비율

은 52.7%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인 노인 

40.8%(Kim & Kim 2009), 대학생 33.6%(Kim & Kim 
2008), 청소년 47.8%(Kim 등 2005), 2008년 국민건강 

조사 결과 34.1%(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인데, 선
행 연구들이 시행된 과거에 비해 점차 건강기능식

품 섭취율이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는 최근 1
년 이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복

용하는 경우를 건강기능식품 섭취자로 정의하여 조

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조사 당시 건강기능식품

을 섭취하고 있거나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건

강기능식품 섭취자로 조사하였고 섭취기간을 별도

로 명시하지 않아 섭취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

가될수록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1996).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증

가할수록 건강기능식품 섭취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마도 선행연구의 조사시점과 대비하여 본 연구의 

조사시점인 최근 몇 년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팽

창하였고 어린이용 건강기능 식품이 출시되는 등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자의 무려 52.7%가 건강기능식

품을 섭취하거나 경험이 있고 이전 자료에 비해 섭

취율이 증가되었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

품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여 준다. 
본 연구의 경우 이전 연구와 차별화하여 10대, 20

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을 보

여주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자의 경우 연령대에 따

라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섭취 이유, 구입 

동기, 섭취 기간, 지출 비용, 섭취기준 준수도 및 효

과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비섭취자의 경우도 연령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 및 향

후 섭취하기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 차이

를 보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 개선점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섭취

하는 건강보조 식품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비타민류

를 가장 많이 섭취하였으나 연령대가 증가되면 그 

정도가 감소되고 호르몬 관련 식품 등 보다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고루 섭취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및 청소년의 경우 성장

기에 필요한 비타민 등의 영양보충제의 섭취 비율

이 높고(Kim 등 2005; Park 등 2005a; Kim 등 2010a) 
중년과 노년기에는 보약, 홍삼 및 인삼제품의 섭취

율이 높아 연령대에 따라 섭취하는 건강기능 보조

식품의 종류가 다르고(Kim 등 2001; Kim 등 2010b) 
나이가 들수록 영양보충제보다는 보양식, 자연식품, 
강장제 등의 섭취가 증가한다(Chung 등 2001; Park 
등 2005a)는 이전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

입 동기도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건강

기능식품을 스스로 구입하거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 

구입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광고 및 판매원에 의

한 구입 비율도 증가하여 중년 이상이 되면 보다 

다양한 구입동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기

간도 연령이 증가될수록 장기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한 

지출 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 현황과 태도에 다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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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것은 연령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다르고 질병 등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으

며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 여건 등 다양

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중장년층이 되면 경제적

으로 여유가 생기고 신체기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Kim 1994; Kim 
1996). 따라서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기능식

품 관련 정보 제공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

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결과는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건강기

능식품 섭취율, 섭취하는 제품의 종류 및 가짓수, 
구입 동기, 섭취기준 준수 및 효과성의 차이를 보였

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자의 경우 비섭취자

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

식 수준이 높았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

능식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대상자는 낮은 대

상자에 비해 많은 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보다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하였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동기도 지인 등 

타인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결정하여 구매하는 비

율이 높았다. 최근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건강기

능식품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

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0).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정

도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

인이며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기능식

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많이 섭취하며, 주체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자의 약 과반수 

정도가 지인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를 얻

고 지인의 권유로 구입한다는 결과를 보여, 건강기

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상당수가 비전문가의 부정

확한 정보에 의해 또는 전문적 지식 없이 건강기능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 2,188명을 대상

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정보급

원으로 가족 및 친지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Kim 
등 2001)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친구 및 친지의 소개가 높다는 결과(Park 등 2005b)
와 유사하나, 의사와 약사의 권유가 가장 높은 정보

급원이라는 외국의 보고(Read & Graney 1982)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 

비섭취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7.1%이며, 전체 대상

자의 44.2%가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으로 허위 과

대 광고를 지적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엄격

한 인증 절차 및 전문가에 의한 판매 허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광고, 유통,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의 종류가 670건이나 된다는 국내 연구 보고를 고

려할 때(Son & Park 2004)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건

강기능식품 섭취율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

뢰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함을 시사하여 

준다. 이전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건강식품 복용 

비율은 높지만 건강식품의 안정성, 품질, 정보의 정

확성에 대한 불신이 있고 교환 및 환불에 대한 불

만이 높다고 보고하였다(Namkung 2001). 따라서 건

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영양소 과다 및 불균형 등

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

공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섭취량 및 횟수를 준

수하는 정도가 비교적 양호함을 고려할 때 소비자

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강기능식품 

섭취의 안전성 확보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성 식품 섭취자

의 경우 대부분 부작용 발생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부작용으로 조사된 식욕부진, 변비, 두

통 등은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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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

식품 섭취에 수반할 수 있는 영양소 과다 섭취 및 

식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 감소 등에 대해서는 조사

하지 못하였기에 보다 면밀한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

품 섭취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 비교 및 과다섭

취 정도를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설문지상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를 

표기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유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대상자마다 다를 수 있기에 섭취자 및 비섭

취자 구분의 한계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1
번이라도 섭취한 경우 섭취 경험자로 구분하였기에 

섭취자 내에서도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에서는 특정 연령에 국한하여 건강기능식품 이용실

태를 조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비교를 

위해 조사대상자를 연령대별로 할당표본추출하여 

이용실태 차이를 분석한 데 의의가 있으나 10대부

터 50대까지 구분하였기에 연령대별 대상자수가 60
명 정도로 많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50대 이상 대상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영

향을 미치는 대상자 특성이 다른 65세 이상의 고령

의 대상자와 중년 대상자가 함께 존재하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적은 대상자수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연령대별로 건강기능식

품 섭취 양상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므로 앞으로 

고령 대상자를 별도 연령대로 구분하고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기능

식품 실태를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10대에서 50대 이상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양상을 조사하

고 연령대를 포함한 대상자 특성별로 비교 평가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300명의 대상자 중 건강기능식품을 섭취자의 

비율은 52.7%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자

는 비섭취자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3.97, 3.49),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

한 지식 수준 또한 높았다(3.79, 3.30). 
2. 건강기능식품 섭취자 158명을 대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짓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38
가지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였으며 연령(P
＜0.01), 건강에 대한 관심(P＜0.01), 건강기능식품

에 대한 지식 수준(P＜0.05)에 따라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또한 무기질류의 건강기능식품 섭

취에서는 연령(P＜0.001), 건강에 따른 관심(P
＜0.05),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정도(P＜0.01)
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3. 연령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이유(P＜ 

0.05), 구입 동기(P＜0.05), 섭취 기간(P＜0.001), 
구입 비용(P＜0.01), 섭취기준 준수(P＜0.01) 및 효

과성(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연령

대별로는 50대 이상이 광고(P＜0.01)와 판매원(P
＜0.05)에 의해 구입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

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증가

될수록 건강기능식품 섭취기간이 장기화되고, 월 

구입비용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4. 건강기능 식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85.4%가 부작용이 없다고 하였고, 보고된 부작용으

로는 식욕부진(6.6%), 변비(2.6%), 두통(2.0%), 설사

(1.3%), 빈혈(0.7%), 발열(0.7%), 떨림(0.7%) 순이

었다. 
5. 건강기능식품 비섭취자 142명을 대상으로 건강기

능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

과,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34.9%), 
건강문제를 느끼지 못해서(33.3%)라고 응답하였으

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17.1%)으로 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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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건강문제를 느끼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서라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연령대가 증가할수

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1).
6. 전체 대상자에게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연령대별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 건강기능식품 문제점으로 10대(39.2%), 
20대(58.6%), 40대(56.9%)는 허위/과대광고, 30대
(41.7%), 50대 이상(39.3%)은 비싼 가격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상에서는 상품 

및 판매업체의 신뢰성에도 10% 이상 응답하였다

(P＜0.01). 건강기능식품의 주된 개선점으로 대부

분의 연령대에서 엄격한 인증 절차를 응답하였으

나 특히 40대에서 응답률이 75.9%로 높았으며 10
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세한 안내문과 경고

문 제시에 대한 응답이 22.4%로 높은 경향을 보

였다(P＜0.001). 

이상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섭취 양상은 연령, 건

강에 대한 관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연령대에 따라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자의 건강기능식품의 가짓수, 종

류, 섭취 이유, 구입 동기, 섭취 기간, 구입 비용, 섭
취기준 준수 및 효과성에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기

능식품 비섭취자의 섭취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섭

취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 마련과 바람직한 섭취를 위한 영

양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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